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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MAKING COLLEGE POSSIBLE CODING CHALLENGE 대회에 

등록한 370명이 넘는 학생들에 대해 발표 

 
엑셀시어 스칼러십 캠페인 (Excelsior Scholarship Campaign)을 홍보하기 위해 기술 

기반 플랫폼을 제출하는 대회에 참가한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및 뉴욕 주립 대학교 

(SUNY)의 학생팀들 

 
다음 라운드에서 5팀이 뽑히는 결승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는 70개 이상의 팀 

 
엑셀시어 스칼러십 캠페인 (Excelsior Scholarship Campaign)의 일부인 사상 최초로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대회 -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자를 위한 현금 상금 2,000 달러를 제공하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시스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학생들을 위한 사상 최초의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대회인 

Making College Possible Coding Challenge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한 70개 이상의 

팀으로 경쟁을 벌이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출신인 

370명이 넘는 학생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대회는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에 관한 정보와 “making college possible” 프로그램이 학생들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게 될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의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만들도록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2년제 및 4년제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를 대표하는 학생들은 2월 14일에 디지털 프로토 타입 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공식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첫 번째 초안 제출은 2월 

27일 마감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출품작 수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학생들이 상징하는 재능의 폭과 혁신 정신을 

보여줍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에 무상 등록금 

대학을 제공함으로써,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https://www.ny.gov/programs/tuition-free-degree-program-excelsior-scholarship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은 세상에 창의력과 독창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 선구적 제안이 의미하는 바를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비 심사는 2월 후반에 진행될 것이며, 상위 5위까지의 출전자들이 뉴욕시에서 3월 

초에 진행될 결선 심사에 올라 홍보 세션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선 진출자들은 

뉴욕의 기술 커뮤니티에서 온 멘토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며, 그들의 최종 작업물을 한 

팀의 우승자를 선정하게 될 심사 패널 앞에서 홍보할 것입니다. 수상작은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며 결선 참가자들은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시스템이 제공하는 2,000 달러를 팀별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Nancy L. Zimpher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주 전 

지역의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학생들은 훌륭한 이유를 가지고 Cuomo 주지사님의 

코딩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대학의 비용 가치를 자신의 

목소리로 동료들과 공유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James B. Milliken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뉴욕 시립 

대학교 (CUNY)는 대다수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대단히 

훌륭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기술에 대한 

열정과 교육적인 의도를 결합합니다. 코딩 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학생들 70 명 이상이 대회에 등록했습니다:  

 알프레드 스테이트 칼리지 (Alfred State College)  

 바루크 칼리지 (Baruch College)  

 맨해튼 자치구 커뮤니티 칼리지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브룸 커뮤니티 칼리지 (Broome Community College)  

 버펄로 주립 대학교 (Buffalo State University)  

 시티 칼리지 (City College) 

 핑거 레이크스 커뮤니티 칼리지 (Finger Lakes Community College)  

 헌터 칼리지 (Hunter College)  

 존 제이 칼리지 (John Jay College)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LaGuardia Community College)  

 리먼 칼리지 (Lehman College)  

 뉴욕시립 공과대학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  

 오논다가 커뮤니티 칼리지 (Onondaga Community College)  

 퀸즈 칼리지 (Queens College)  



 스토니브룩 대학교 (Stony Brook University)  

 뉴욕 주립 대학교 올버니 (SUNY Albany) 

 SUNY 빙엄턴 (SUNY Binghamton)  

 뉴욕 주립 대학교 프레도니아 (SUNY Fredonia)  

 뉴욕 주립 대학교 플래츠버그 (SUNY Plattsburgh)  

 뉴욕 주립 대학교 설리번 (SUNY Sullivan)  

 웨서트체스터 커뮤니티 칼리지 (Westchester Community College)  

 요크 칼리지 (York College)  

 
 

팩트 체킹 (Know the Facts)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 안내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하는 학생들이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또는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풀타임 과정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조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 

125,0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버는 중산층 가정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뉴욕 

전역의 가구 중 80 퍼센트가 12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될 대학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는 940,000가구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계획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2017년 가을에는 연간 최대 

100,000달러까지의 소득을 버는 뉴욕 주민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2018년에는 110,000만 

달러로 상향되며, 2019년에는 125,000달러까지 확대됩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며, 이 목표는 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와 협력함으로써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충족됩니다.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뉴욕의 사립 대학교들을 불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는 2011년 이래 사립 학교들에 2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현재도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약 90,0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교들에 대한 

뉴욕주의 투자액은 텍사스를 제외한 기타 어느 주들보다 많습니다. 

 

더욱이, 뉴욕의 사립대학 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훨씬 더 비싸서, 뉴욕의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34,000달러이며, 이에 비해뉴욕 주립 대학교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 

(CUNY)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대략 6,400달러,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에는 대략 

4,300달러입니다. 

 

대학 등록 학생 추정치에 기초할 때,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연간 약 1억 

6,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 추정치가 낮기는 

하지만, 그것은 등록금 비용의 “마지막 구간(last mile)”을 좁히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들과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시행 중인 뉴욕주의 탄탄한 



10억 달러 규모의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방 보조금을 결합한 다음, 나머지 부족액을 

모두 메웁니다. 

 

아울러, 주지사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제때 졸업하도록 장려하고, 대학을 풀타임으로 

다니며, 2년제 준학사 학위 또는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으면서 졸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뉴욕의 공립대학 졸업률은 국내의 다른 대학들과 유사하게 매우 

낮아서, 뉴욕의 4년제 대학생 중 61 퍼센트, 그리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생 중 91 

퍼센트가 그 학위를 제때 이수하지 않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은 이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자금 채무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시간과 돈을 절감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학생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 정지(stepping out)” 규정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4년까지, 뉴욕주에서 350만 개의 일자리가 준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14년보다 대략 420,000개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대학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Excelsior 

Scholarship)은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량을 갖추게 해주고, 그들이 미래에 하이테크의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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